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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동 속성 정보를 활용하여 이동 노드간의 연결 가능성을 분석하고 마스킹 기법을 이용하여 이웃
한 이동노드 중 목적 노드와 연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동노드를 중계노드로 선정하는 EPCM(Enhanced Prediction 
-based Context-awareness Matrix)을 제안한다. 기존  Delay Tolerant Network (DTN)의 전송방식은 노드의 단순 이동
성에 의존하여 목적노드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목적노드와의 연결성이 낮은 이동노드를 중계노드
로 선정하게 되면 이동노드의 메시지 저장 및 처리 능력 제한으로 인하여 전송 지연 또는 패킷 손실의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의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이동노드의 속도와 방향 속성 정보를 고려하여 목적노드와의 연결성을 계산하고 
마스킹 연산을 활용하여 가장 높은 연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중계노드를 선정하여 목적 노드까지 메시지를 전달하
게 된다. 모의실험에서 Epidemic 및 PROPHET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패킷 전송률을 비교한 결과 제안하
는 알고리즘이 노드의 이동 속성을 고려한 연결성으로 보다 높은 패킷 전송률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 an improving relay node selection method for node-to-node connectivity. This concern with the 
mobility and analysis of deployed for masking operation using highest connectivity node. The major of Delay Tolerant 
Network (DTN) routing protocols make use of simple forwarding approach to transmit the message depend on the 
node’s mobility. In this cases, the  selection of the irrelevant mobile node induced the delay and packet delivery loss 
caused by limiting buffer size and computational power of node. Also the proposed algorithm provides the node 
connectivity considering the mobility and direction select the highest connectivity node from neighbor node using 
masking operation. From the simulation results, the proposed algorithm compared the packet delivery ratio with 
PROPHET and Epidemic. The proposed Enhanced Prediction-based Context-awareness Matrix(EPCM) algorithm 
shows an advantage packet delivery ratio even with selecting relay node according to mobility an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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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 네트워크에서 노드의 이동성에 기인한 연결 단

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노드간의 연결 가능성을 분석

하는 기회적 통신(Opportunistic Communication)이 사

물 간 사회적 관계성 및 이동성 분석 등의 연구가 융합

되어 많은 응용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2]. 기회적 통

신은 노드간의 연결을 상시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노드가 물리적으로 근접하는 기회에 노드 간 연결

을 확립한다. DTN(Delay Tolerant Network)은 기회적 

통신방식으로 노드 간 통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이며, 

지연 내성망이라고도 한다. DTN은 통신을 위한 기반시

설이 부족한 바다, 사막같이 드넓은 지역과 일정한 시

간 및 경로로 대중교통 수단이 내부를 순환하는 도시, 

통신 기반 시설이 부족한 재해재난 환경에서의 통신수

단으로 연구되고 있다[3-5]. 

DTN은 기회적 통신 방식에 따라 종단 간 경로확립과

정 없이 서로 다른 노드가 서로 근접하면 연결을 확립하

며, 근접한 이웃노드의 버퍼에 메시지를 저장한다. 이후 

메시지는 이동노드의 이동성에 따라 운반 및 중계되어 

네트워크를 이동하며, 최종적으로 목적노드에게 전송

된다. 종단 간 통신은 메시지 전송을 이동노드의 이동성

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통신이 확립된 모든 이동노드 중

에서 목적노드에게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

는 이웃노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목적노드에

게 전달되지 못한 메시지는 이동 노드의 제한된 메시지 

저장 및 처리능력으로 전송 지연 시간이 증가하며, 패킷 

손실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동 노드간

의 연결 가능성이 높은 중계노드를 선정하여 효과적으

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인 EPCM(Enhanced Prediction 

-based Context-awareness Matrix)은 노드의 이동 속성 

정보를 활용하여 노드간의 연결 가능성을 산출하며, 마

스킹 연산을 활용하여 이웃한 노드들 중 연결성이 가장 

높은 노드를 중계노드로 선정한다. 이동 속성 정보를 

활용하여 연결 가능성을 판단함으로써 해당 이동노드

를 지향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중계노드를 선택하여 메

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마스킹 연

산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근접한 이웃노드 뿐만 아니

라 이웃노드를 거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들을 활용

하여 중계노드를 선정함으로써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중계노드를 선정하여 메시지를 목적노

드에게 전달한다, 모의실험에서 대표적인 중계노드 선

정기법인 Epidemic 및 PROPHET 알고리즘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패킷전송률 측면을 비교하였을 때, 노드의 

이동 속성 정보를 활용하여 연결 가능성을 산출하고, 

중계노드를 선정한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더 향상된 패

킷전송률을 나타내었다.

Ⅱ. 관련연구

노드간의 연결을 상시 유지하지 않고 노드 간에 물리

적으로 근접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연결을 확립하는 

DTN의 특성에 따라 이동노드의 속성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효율적인 중계노드를 선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Epidemic은 근접하여 통신을 확립한 모든 이동노

드들에 전송할 메시지를 복사하여 전송하고 이동노드

의 이동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에 넓게 전파함으로써 

목적노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계노드 선정 기법

이다[6]. Epidemic에서는 서로 다른 이동노드가 근접하

면 이동 노드에 저장된 메시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Summary vector를 교환하게 된다. 이를 교환하여 각 이

동노드에 저장된 특정 메시지의 존재 유무에 대하여 파

악할 수 있으며 Summary vector 안의 메시지 정보를 통

해 연결되어 있는 이동노드가 특정 메시지를 가지고 있

지 않다면, 해당 메시지를 복사하여 버퍼에 저장하게 

된다. 저장된 메시지는 네트워크 상에 넓게 퍼져나가며 

목적노드에게 전달된다.

노드들의 연결 횟수, 시간, 노드간의 이행성에 따른 

연결가능성으로 중계노드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인 

PROPHET(Probabilistic ROuting Protocol using 

History of Encounter and Transitivity)은 노드들이 연결

된 경우 두 노드에 대한 연결가능성이 증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시간에 따라 연결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7]. 

또한 제 3의 노드를 거쳐 연결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연

결가능성을 계산한다. 메시지는 연결이 확립되어 있는 

노드 중 연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노드를 선택하여 메

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노드의 사회적인 관계성을 중계노드 선정에 고려한 

BUBBLE Rap 알고리즘은 노드들의 사회적인 관계성

을 커뮤니티(community)로 그룹화하고, 센트럴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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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ity)로 속성을 분석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8]. 

커뮤니티는 인간관계, 지리, 직업, 흥미 등의 공통된 속

성에 따라 나누어진 그룹을 의미하며, 내부에서 여러 

서브 커뮤니티로 나누어져 계층구조를 이룬다. 센트럴

리티는 커뮤니티 안에 소속된 노드 중에서 다른 노드와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Bubble Rap은 커뮤니

티에서 높은 센트럴리티를 가진 이동노드를 중계노드

로 선정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법이다.

Ⅲ. 본  론

3.1. 연결 가능성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노드 간 연결 가능성은 노드의 

속도와 방향을 활용하여 노드간의 연결 가능성을 산출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노드가 근접하

여 통신을 확립하면, 노드의 ID, 속도와 방향, 속성정보

의 유효기한, 연결 상태 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상황 

벡터를 교환한다.

Fig. 1 Node-to-Node Connection and Network Status 
Vector

여기서, 유효기한은 속성정보가 네트워크 상황 벡터

에 저장되어 있는 기한을 나타내며,  노드간의 연결이 

단절된 후 1씩 감소하여 0이 되면 해당 네트워크 상황 

벡터가 제거된다. 연결 상태는  노드간의 연결 상태를 0

과 1로 표현한다.

그림 1에서  소스노드(S)가 목적노드(D)에게 메시지

를 전달하고자 할 때, 소스노드는 자신의 네트워크 상

황벡터를 참조하여 목적노드의 이동 속성 정보가 저장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식 1에 따

라 주변의 이웃  노드와 자신간의 방향의 유사성과 이

동속도 등을 고려한 연결 가능성을 산출한다.

 ×  


 ′∈

 ′


× 
 ′∈

 ′
 

   (1)

여기서,  는 소스 노드 와 이웃 노드 의 연결 

가능성을 의미하며, 와 는  노드 의 예측된 속도

와 방향을 나타낸다. 는 이웃 노드의 집합이며 

 는 특정 이웃  노드 가 다른 이웃 노드들과의 

속도 비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며 의 속도가 빠

를수록 큰 값으로 표현된다. 마찬가지로   은 

와 의 방향차이의 비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표현하

며,  이 값이 작을수록 두 노드가 유사한 방향으로 이동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단, 에서  

의 값이 0일 때, 0로 표현된다.

Fig. 2 Node-to-Node Connection and Updated Network 
Status Vector



DTN에서 노드 간 연결 가능성과 마스킹 연산을 이용한 중계노드 선정 기법

1023

그림 2와 같이 중계노드(R1)는 네트워크를 이동하면

서 다른 중계노드(R2)와 통신을 확립하면 서로가 보유

하고 있는 다른 노드들의 이동 속성 정보를 교환하며, 

각자의 네트워크 상황 벡터를 갱신한다. 갱신한 네트워

크 상황 벡터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노드

(D)의 이동 속성 정보가 존재한다면. 목적노드(D)와 이

동 속성 정보를 교환한 중계노드(R2)의 속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그림 3과 같이 목적노드(D)를 지향하는 방향

을 산출하게 된다. 단, 갱신한 네트워크 상황 벡터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식 1을 활용하여 방향의 유사성

과 이동속도 등을 고려한 연결 가능성에 따라 중계노드

를 선택한다.

Fig. 3 Calculation of direction toward a destination node

수식 2은 목적노드의 이동 속성 정보가 네트워크 상

황 벡터에 존재할 때 목적노드를 지향하는 방향을  나

타내고 있다. 



 arctan×cos    ×cos
 ×sin    × sin


     (2)

여기서, 는 목적노드를 지향하는 방향이며, 

와 는 이웃 노드 의 속도와 방향을 의미한다. 

산출된 목적 노드를 지향하는 방향과 주변 이웃 노드

의 속도와 방향을 고려하여, 해당 노드와 목적 노드가 

근접하여 통신을 확립할 수 있는 상황을 그림 4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였다.

Fig. 4 Situation in which destination and the relay is 
close

첫 번째 경우에서 이웃 노드가 목적 노드를 지향하는 

방향과 유사한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이다. 즉, 

이웃 노드의 방향과 목적 노드를 지향하는 방향의 차와 

이웃노드와 목적노드의 차가  보다 작고, 이웃 노드

의 속도가 목적 노드보다 빠른 경우이다. 첫 번째 상황

에 대해 수식3을 활용하여 이웃 노드 r과 목적 노드 d에 

대한 연결 가능성을 표현 할 수 있다.

   ×     ×    


 ′∈

 ′


× 
 ′∈

 ′  
  



× 
 ′∈

 ′  
  



  (3)

여기서,  는 이웃 노드 와 목적 노드 의 연결 

가능성을 나타내며, 와 는 이웃 노드 의 속도와 

방향을 의미한다. 는 속성정보를 전달한 목적 

노드 를 지향하는 방향, 는 이웃 노드의 집합이

다. 단,  와 는  와 

 가 0일 때, 0로 나타내어진다. 다음의 표 1

과 같이 이웃 노드 R1, R2와 목적 노드 D의 속도와 방

향이 주어질 때, R1과 R2에 대한 연결 가능성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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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bility Property of Nodes(case 1)

Property
Node Velocity Direction

R1 30 0°

R2 20 0°

D 10 0°

예시

   ×     ×    

 


×  ×     

   ×     ×    

 


×  ×     

두 번째 경우는 목적 노드와 이웃 노드가 이동하는 

방향은 같으나 목적 노드가 이웃 노드의 근처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웃 노드의 방향

과 목적 노드를 지향하는 방향의 차가  보다 크며 이

웃 노드와 목적노드의 방향의 차도   보다 작고, 목

적 노드의 속도가 이웃 노드보다 빠른 경우이다. 두 번

째 상황에 대해 수식4를 활용하여 이웃 노드 와 목적 

노드 에 대한 연결 가능성을 표현 할 수 있다.

   × 

×
      (4)

다음의 표 2와 같이 이웃 노드 R1, R2와 목적 노드 D

의 속도와 방향이 주어질 때, R1과 R2에 대한 연결 가

능성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Table. 2 Mobility Property of Nodes(case 2)

Property
Node

Velocity Direction

R1 10 180°

R2 20 180°

D 30 180°

예시

   ×  

× 

 


××  

   ×  

× 

 


××  

세 번째 경우는 목적 노드와 이웃 노드가 서로를 향

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웃 노드

의 방향과 목적 노드를 지향하는 방향의 차가  보다 

작으며, 목적 노드와 이웃 노드의 방향도  보다 작은 

경우이다. 세 번째 상황에 대해 수식 5를 활용하여 이웃 

노드 와 목적 노드 에 대한 연결 가능성을 표현 할 수 

있다.

  × ×   (5)

위의 목적 노드와 이웃 노드가 서로 근접하여 통신을 

확립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연결 가능성을 산출하며, 

다음 장의 마스킹 연산을 활용하여 가장 높은 연결 가

능성을 보이는 이웃 노드를 중계노드로 선정하여 메시

지를 전달한다.

다음의 표 3과 같이 이웃 노드 R1, R2와 목적 노드 D

의 속도와 방향이 주어질 때, R1과 R2에 대한 연결 가

능성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Table. 3 Mobility Property of Nodes(case 3)

Property
Node

Velocity Direction

R1 10 0°

R2 20 0°

D 30 180°

예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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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스킹 연산을 활용한 중계노드 선정

연결 가능성 분석 기법을 통해 산출된 이웃 노드와 

목적 노드의 연결 가능성을 통하여 해당 이웃노드가 목

적 노드와 연결을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 할 수 

있다. 마스킹 연산을 활용한 중계노드 선정기법은 각 

이웃 노드에 대하여 연결 상태를 근접행렬로 표현하고, 

연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웃 노드를 중계노드로 선택

한다. 단, 모든 이웃 노드가 목적 노드와의 연결 가능성

이 낮은 경우 이웃 노드들의 근접행렬을 병합하고 마스

킹 연산을 활용하여 더 넓은 범위 연결 상태 정보를 활

용함으로써 중계노드를 선택한다.

제안하는 중계노드 선정기법은 각 노드마다 자신과 

이웃하는 노드와의 연결 상태를 0과 1로 확립되어 있는 

노드들 중에 연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웃 노드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그림 5와 같이 소스 노드 2

의 이웃 노드 1과 3이 목적노드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함

에 따라 목적 노드와 연결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면 메

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 

Fig. 5 Situation of destination and neighbor node

따라서 소스 노드 2는 그림 6과 같이 주변의 이웃 노

드 1와 3의 인접행렬들을 OR 연산을 하여 병합행렬을 

생성한다.

이웃 노드들의 인접행렬을 병합함으로써 소스 노드 

2는 주변의 노드와 2-Hop 범위의 노드 4에 대해 연결 

확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노드 4의 연

결을 나타내고 있는 인접행렬을 병합한다면 소스 노드 

2로부터 3-Hop 범위의 노드의 연결 확립 여부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웃 노드의 인접행렬을 병합할수록 

더 넓은 범위의 노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Fig. 6 Merged adjacency matrix of neighbor node

단, DTN의 통신방식에 따라 노드의 통신범위가 좁

아 연결이 확립된 이웃노드의 수가 적을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소스 노드로부터 2-Hop 범위의 이웃 노

드들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연결 확립 여부를 검색한다. 

2-Hop 범위의 노드들 중 목적 노드와 연결 가능성이 높

은 노드가 존재한다면, 이웃 노드를 거쳐 메시지를 전

달하는 중계노드를 선택하여 경로를 설정한다. 제안하

는 기법은 마스킹 연산을 병합된 인접행렬에 적용하여 

경로상의 이웃 노드의 연결 가능성이 0인 경로를 제외

하면서 최종적으로 연결 가능성이 높은 중계노드를 선

택하여 가장 높은 경로를 설정하게 된다. 소스 노드 2로

부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표 4의 의사코드와 같이 

소스 노드 2에 대한 마스크 비트열을 생성하고 병합된 

인접행렬의 각 행에 마스킹 연산을 수행한다.

Table. 4  Pseudo-code of Mask bit Array Generation

Procedure : function of making mask bit array
Input 
   set of connected head node
   source head node id 
output
   mask bit array for masking operation
Begin
src ← source_head_node_id 
for a = 1 to n(connected_head_node) do
      if a == src do
          mask_bit_array[a] ← 0
      else
          mask_bit_array[a] ← 1
      end
end
output mask_bit_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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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비트열을 병합된 인접 행렬에 적용하면 그림 

7과 같이 인접행렬에서 소스 노드 2에 대한 다른 이웃 

노드의 연결을 제거하게 되므로 경로 산출 과정에서 메

시지가 소스 노드 2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수정된다. 

Fig. 7 Result of Masking Operation at adjacency matrix 

마스킹 연산을 통해 메시지의 순환을 방지한 후, 병

합된 인접행렬의 소스 노드 2의 행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웃 노드 1과 3의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병합된 인접

행렬에 따라 이웃 노드 1과 연결된 노드가 존재한다면 

해당 노드의 연결 가능성을 비교하지만, 다른 이웃 노

드들과 연결을 확립되지 않으므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다.

Fig. 8 Merged Adjacency Matrix and Selected Relay  

따라서 그림 8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이웃 

노드 3의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병합된 인접행렬의 

값에 따라 이웃노드 3은 4와 연결을 확립하고 있으며, 

노드 4와 목적 노드의 연결 가능성을 산출하여 높은 

연결 가능성이 도출된다면 이웃 노드 2, 3, 4를 선택하

여 경로를 산출한다. 이후 그림 9과 같이 목적 노드와 

연결 가능성이 높은 중계노드가 연결을 확립하게 된

다면 병합된 인접행렬을 재구성하고 마스킹 연산을 

적용하여 목적 노드에 근접할 수 있는 중계노드를 선

정하게 된다.

Fig. 9 Relay Node Selection According to Updated 
Connection

아래의 표 5는 마스킹 연산을 활용한 중계노드 선정 

기법의 의사코드를 나타내었다.

Table. 5  Pseudo-code of Relay Node Selection

Procedure : relay node selection technique
Input 
   source head node, destination head node,
   set of neighbor head node NH, 
   set of connected head node
output
   high connectivity relay node
Begin
src ← source head node, 
dest ← destination head node
for a = 0 to n(NH) do

   relay_node = arg  


end
if relay_node != null do
 return relay_node
else
 merge_adj_matrix[0] ← adj_matrix of src
 for b = 1 to n(NH) do
  merge_adj_matrix[b] 
              ← adj_matrix of NH[b] 
 end
 mask_bit_array ← function of 
               making mask bit array for src
 for c = 1 to n(NH)+1 do
  merge_adj_matrix[c]
     ← merge_adj_matrix[c] & mask_bit_array
 end
 for d = 1 to n(NH) do
  if merge_adj_matrix[0][d] == 1 do
                           for e = 1 to n(connected_head_nod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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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 및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노드의 이동 속성 

정보를 활용하여 노드간 연결성을 분석하고 마스킹 연

산을 활용하여 중계노드를 선정한다. 알고리즘의 성능

을 비교하기 위하여 비교알고리즘으로 메시지를 복제

하여 네트워크에 전파하는 Epidemic과 노드 간의 연결 

횟수에 따라 연결 가능성을 산출하는 PROPHET알고리

즘을 선정하였다. 모의실험 환경은 아래의 표 6은 모의

실험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6 Simulation Environments

Parameter Value

Network size 1000×1000, 1500x1500 (m2)

Number of node 50, 100 (EA)

Velocity of Node 0∼10, 15, 20, 25, 30 (m/s)

Coverage 20 (m)

Transmission Period 1 (sec)

Simulation Period 1800 (sec)

모의실험에서 진행시간이 완료된 후, 아래의 수식 6

에 따라 패킷 전송률을 계산하였다.

  

                             (6)

여기서,  는 목적 노드의 흐름양,  는 

이동노드 의 흐름양을 의미한다.

(a)

(b)

Fig. 10 Packet Delivery Ratio according to Buffer Size (a) 
1000x1000 m2, 50 nodes (b) 1500x1500 m2, 100 nodes

그림 10과 같이 모든 비교 알고리즘에서 버퍼크기가 

증가할수록 패킷전송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 이는 버퍼크기가 DTN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네트워크 영역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노드가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더 

좋은 패킷 전송률을 보여주었다.

그림 11과 같이 모든 비교 알고리즘에서 노드의 최대 

속도가 증가할수록 패킷전송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 이는 노드의 속도가 DTN에서 중요한 요소임

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네트워크 영역의 크기가 상

대적으로 작은 경우에 노드가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더 좋은 패킷 전송률을 보여주었다.

    if merge_adj_matrix[d][e] == 1 do

               relay_node ← arg  


                          end
    end
 end
   end
end
output      relay_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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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 Packet Delivery Ratio according to Maximum 
Velocity (a) 1000x1000 m2, 50 nodes (b) 1500x1500 m2, 
100 nodes

네트워크 영역의 크기에서 1000×1000(m2)의 환경

에서 수행한 실험결과가 비교한 알고리즘 모두 비슷

한 성능을 보였으며, 1500×1500(m2)의 환경보다 약 

10% 정도 더 높은 패킷 전송률을 보여주었다.  단, 이

동노드들이 저속으로 이동하는 환경에서는 조금 나은 

성능을 보였으나 속도가 점점 빠를수록 패킷전송률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메시지를 복제하여 네트

워크 전체에 전파하는 Epidemic 알고리즘의 특징에 

따라 메시지가 빠르게 확산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 속성 정보를 고려하여 이동노드 

간 연결 가능성을 평가하며, 연결 가능성을 행렬로 표

현한 후 마스킹 기법을 활용한 중계노드 선정하는 기법

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DTN에서는 목적노드와 연결성

이 낮은 중계노드가 선정되어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경

우 제한된 메시지 저장 및 처리능력으로 인한 전송 지

연 및 패킷 손실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알고리즘은 노드의 이동 

속성 정보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연결 가능성을 나타내

는 중계노드를 선정하였으며, 마스킹 기법을 통해 더 

넓은 범위에서 중계노드를 선정하게 된다. 모의 실험에

서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Epidemic, PROPHET 알고리

즘을 패킷 전송률 측면에서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이동 

속성 정보를 고려하였을 때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

달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속도와 방향 외에 

다른 여러 속성정보를 활용하여 이동 노드의 연결 가능

성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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